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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icate fertilizers known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growth and density of zoysiagrass. Most silicate fertilizers
being used in Korea are slag-originated silicate fertilizer, but some water soluble silicate fertilizers are commercially available
recent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know the effect of water soluble silicate fertilizer, on the growth of zoysiagrass and the
change of soil chemical properties in Wagner pot and field experiment. Root length, fresh and dry weight of shoots and stolons,
the number of shoots and stolons, total of stolons length and the SiO2 content of internal plan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SiO2 content but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by the SiO2 content. The SiO2 contents of 18 and
36 µl ml-1 did not show significance difference, and therefore a reasonable application the content of SiO2 was thought to be 18 µl
ml-1. Foliar spray of water soluble silicate fertilizer is believed to enhance the growth and density of zoysiagrass than soi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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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잔디는 도로절개지, 도로주변, 산림훼
손지 및 택지 개발지의 토양침식 방지와 공원, 정원, 스포
츠 경기장, 골프장, 공항 착륙대 녹지 등의 관상목적으로
이용범위가 급격히 넓어지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Choi
and Yang, 2006; Jang et al., 2011; Yoo et al., 2002). 2009년
잔디 생산액이 약 306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708억원으
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Korea Forest Service, 2012), 잔디
재배 면적과 농가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Bae et al.,
2013b; Choi and Yang, 2006; Lee et al., 2014).
잔디는 빈번한 깎기 조건에서 계속적인 생장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 영양 요구도가 높으며, 이러
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화학비료 중심의 시비관리 결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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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과 마그네슘 같은 생장필수양분의 결핍으로 토양의 영
양불균형을 초래될 수 있다(Ham et al., 1996; Hwang and
Choi, 1999). 특히 토양 산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고 벼
등 농업분야에서는 토양 유효규산 함량 157 mg kg-1으로 권
장하고 있으나 주요 잔디재배지의 경우 유효규산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고품질 잔디 생산을 위한 토양의 물
리, 화학적 조건을 개량할 필요가 있으며, 잔디의 안정적
생육 및 수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의 지속적인 관
리가 요구된다(Bae et al., 2013c; Kim et al., 2003; Joo and
Lee, 2011).
규소는 식물의 필수원소는 아니지만 화본과 작물에 있어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으며, 표피세포와 목질부 세포벽에
규소가 축적되어 세포벽의 견고성을 높이고(Epstein, 1994;
Mengel and Krikby, 1987), 잎의 크기와 두께의 생장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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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켜 단위 면적당 건물중을 증가시킨다(Liang et al., 2008;
Ma, 2004). 규소는 주로 잔디 잎의 표피세포 향축면과 기
동세포에 축적되어 잎에서 광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광합
성 작용을 상승시킨다고 하였다(Adatia and Besford, 1986;
de Melo et al., 2010; Liang, 1999). 토양개량제로서의 역할
이 크고, 중금속에 의한 독성의 피해를 절감시키는데 효과
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Ma and Tahakash, 2002). 또한 규
소는 잔디에 있어서 시용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며(Bae et
al., 2013a; Kang et al., 2007), 크리핑 벤트그래스(Agrostis
palustris Huds)의 여름철 뿌리길이 생육에 효과가 있고
(Lee et al., 2008), 세인트 어거스틴그래스(Stenotaphrum
secundatum (Walt.) Kuntze)의 생육과 내건성을 향상시키고,
회색잎반점을 억제한다(Brecht et al., 2004; Trenholm et al.,
2004). 들잔디(Zoysia japonica Steud) 재배시 규산질 비료
시용은 질소의 흡수 이용율을 증진시켜 질소시비량을 저
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Han et al., 2014). 입상과 분상,
사상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생성 및 제조과정이 상이
하여 규산의 제품형태와 유효성분 함량이 다른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Joo and Lee, 2011; Lim et al., 1981).
대부분 이용되는 슬래그 규산질 비료의 경우 물에 잘 녹
지 않고, 토양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발생되는 유
기산이나 뿌리에서 분비되는 유기산에 의해 녹는다(Lee et
al., 2005). 슬래그 규산질 비료는 토양 경운을 통해 전층이
나 심층시비를 하여 규산질 비료가 토양 내에서 용해되어
규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잔디 재배지의 특성상
전층과 심층시비가 어려워 규산의 유효도를 평가하기가 힘
들고, 유효규산 성분이 매우 느리게 용출되어 식물초기 생
육에 필요한 규산의 양분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없다(Kang
et al., 2007). 최근에는 슬래그 형태의 규산질 비료 대신에
수용성 규산염을 원료로 한 규산질 비료들이 개발되어 시
판되고 있으나 수용성 규산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다(Joo and Lee,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규산염을 원료로 한 규산
질 비료 시용에 따른 한국잔디의 생육과 토양화학성 변화
를 알아보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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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수용성 규산염(Kosi liquid
formulation, Kosibio Co. Ltd., Chungbuk Jincheon, Korea)

재료 및 방법

의 규소형태는 Na2SiO3H2O로 총 함량 중 17.80%를 함유하
였으며, 규산(SiO2)은 3.54%를 함유하고 있었다.
와그너포트에 사토(sand 96%, silt 4%, clay 0%)를 동일한
양으로 채운 후 진주시 대평면 시험포장에서 2013년 3월
13일에 포복경을 채취하여 지퍼백에 넣어 냉장보관 한 후
3월 14일에 포트당 길이 10 cm에 마디가 3-4개가 되는 포
복경을 7개씩 이식하였다. 이식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관수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관수하였
고, 실험이 완료될 때까지 잔디깎기는 수행하지 않았다. 본
실험에 사용한 비료의 3요소는 무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
리구에 동일량을 처리하였고, 시비 전 잔디는 와그너포트
의 1/5 정도 피복된 상태였다. 2013년 5월 1일과 6월 25일
2회로 나누어 시비하였고, N은 요소비료를 이용하여 24 g
m-2, P는 구용성 인산 17%의 용과린, K는 분자식 K2O 성
분 60%의 염화칼륨을 각각 12 g m-2로 처리하였다. 실험구
의 배치는 완전임의배치법 3반복으로 하였고, 수용성 규산
염은 5월 27일과 7월 7일에 2회 관주하였다. 실험구 처리
는 대조구와 규산 함량 0(무처리), 9(추천량의 50%), 18(추
천량), 27(추천량의 150%), 36(추천량의 200%) µl ml-1 농
도로 하였다. 와그너포트 처리구당 500 ml씩 처리하였고,
처리구별로 규산의 함량은 각각 0, 4.5, 9.0, 13.5과 17.5 µl
가 포함되어 있었다.
진주시 대평면 잔디 재배지 포장시험에서 한 시험구당
5 m × 5 m (25 m2) 규격으로 전체 16개의 시험구(400 m2)를
난괴법 4반복으로 조성하였다. 토성은 사양토(sand 69%,
silt 19%, clay 12%)였고, 관수는 자연강우를 활용하였다. 모
든 처리구에 시비는 복합비료(Power 21, Dongbu Co. Ltd.,
Seoul, Korea, N : P : K = 21:17:17)로 질소 순성분량 34 g m-2
기준으로 4월 11일, 5월 10일, 5월 30일, 6월 20일 4회로 나
누어 시비하였고, 잔디깎기는 6회 실시하였다. 규산 함량
0(무처리), 9(추천량의 50%), 18(추천량), 36(추천량의 200%)
µl ml-1 4개 수준으로 처리하였다. 시험구 면적당 20 L씩 처
리하였고, 처리구별로 규산의 함량은 각각 0, 0.18, 0.36와
0.72 ml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5월 24일과 6월 26일 2회 시
비하였다.

실험재료 및 시비관리
공시재료인 들잔디(Zoysia japonica Steud.)를 이용하여 수
용성 규산시용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
하였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부속
농장(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에서 직경 18.0 cm, 높이
30.1 cm 와그너포트(1/3000a)를 사용하여 노지에서 시험을
하였고, 동시에 진주시 대평면 잔디 재배지에서 포장시험

생육조사 및 식물체 분석
잔디생육조사는 처리구별 초장, 근장, 지상부, 포복경과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 지상부 개체수, 포복경 길이를
조사하였다. 와그너포트의 경우 생육조사는 포복경 정식일
로부터 169일, 수용성 규산염을 처리한 실험개시일로부터
64일 후인 8월 29일에 실시하였고, 재배지는 수용성 규산
염을 처리한 실험개시일로부터 102일 후인 9월 3일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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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초장과 근장은 처리구당 생육진전속도가 비슷한
줄기의 10개체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측정한 후 평균을 계
산하였다. 재배지의 경우 50 cm × 50 cm 규격의 뗏장을 처
리구당 4 반복으로 떼어내어 지상부, 포복경과 지하부의
생체중과 지상부 개체수, 포복경 길이를 측정한 후 m2으로
환산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식물체에 흡수된 무기이온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식물체를 건조기(Model DS-80-5,
Dasol Scientific Co. Ltd., Gyeonggido, Korea)로 80℃에서 48
시간 건조하여 분쇄하였다. 식물체 분석은 농촌진흥청 국
립농업과학원 식물체분석법(I.A.S., 1987)에 준하여 분석하
였으며, SiO2 조규산은 H2O2-H2SO4 분해법을 이용하였으며,
N은 Indophenol blue법으로 P은 Vanadata법으로 비색 측정
하였고, 나머지 K, Ca, Mg의 무기성분들은 유도결합 플라
즈마 분광계(Optima 4300DV/5300DV, Perkin Elmer Inc.,
Waltham, MA)로 측정하였다.
토양 이화학성 및 유효규산 함량 분석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분석법(I.A.S.,
1987)에 준하였다. 토양 pH와 전기전도도(EC)는 토양과 증
류수 1:5 비율로 하여 진탕한 현탁액을 pH meter (Starter
3000, Ohaus Co. Ltd., USA)와 EC meter (Starter 3000 c,
Ohaus Co. Ltd.,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기물 함
량은 Tyurin법, 총질소는 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고, 유효
인산은 Lancaster법으로 측정하였다. 치환성 양이온은 1NNH4OAc법으로 추출하여 그 액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계(Optima 4300DV/5300DV, Perkin Elmer Inc., Waltham,
MA)로 분석하였다. 유효규산 함량은 1N NaOAc (pH 4.0)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파장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Hallmark et al., 1982).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v. 9.1, Cary, NC, USA)을 사
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구 평균간 유의성

검정은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수준에
서 유의성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용성 규산염 시용에 따른 한국잔디 생육효과
수용성 규산염 시용에 따른 한국잔디의 규산 시비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규산 함량별 처리 후 와그너포트 시험의 생
육조사를 한 결과 3요소와 규산 무처리구(NF)와 규산 무
처리구를 제외하고, 규산 함량이 높을수록 초장, 근장, 지
상부와 포복경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였다(Fig. 1과 Table 1). 규산 무처리구에 비해 규산 처리구
가 초장과 근장이 길었으며, 규산 함량 18, 27과 36 µl ml-1
처리구는 초장과 근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상부의
생체중은 규산 함량 27과 36 µl ml-1 처리구에서 각각 51.6
과 52.3 g으로 가장 높았고, 지상부의 건물중은 규산 함량
18, 27과 36 µl ml-1 처리구에서 각각 12.8, 13.2와 13.8 g으
로 높게 나타났지만 처리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포복경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에서 각각
29.1과 9.1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규산 처리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상
부 개체수는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에서 520.0개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규산 함량 18과 27 µl ml-1 처리구에
서 각각 463.3과 493.7개로 많았으나 처리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ig. 2). 포복경 길이는 규산 함량 36 µl ml-1 처
리구에서 845.5 cm로 가장 길었으나 규산 함량 9, 18과 27 µl
ml-1 처리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산 처리
에 따른 한국잔디의 생육량이 증가하였으며,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의 생육량이 가장 높았으나 규산 함량 18
과 27 µl ml-1 처리구간의 생육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잔디 재배지에서 수용성 규산염 시용에 따른 한국잔디의
규산 시비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규산 함량별 시용 후 포장
시험의 생육조사를 한 결과 동일수준의 3요소 처리조건에

Fig. 1. Effect of water soluble silicate application on the growth of zoysiagrass in the Wagner pot. NF was no fertilizer.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applied at 0, 9, 18, 27 and 36 µl ml-1 respectively. Nitrogen, P2O2 and K2O were applied at 24, 12 and 12 g m-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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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water soluble silicate application on shoot and root length, fresh and dry weight of zoysiagrass in the Wagner pot.
Treatmentz
(µl ml-1)
NF
SiO2 0
SiO2 9
SiO2 18
SiO2 27
SiO2 36

Shoot length
(cm)
y

12.2c
18.0b
21.5ab
22.6a
22.0a
22.4a

Fresh weight (g pot-1)

Dry weight (g pot-1)

Root length
(cm)

Shoot

Stolon

Root

Shoot

Stolon

Root

33.0ab
33.5ab
29.7b
35.9a
36.2a
36.8a

7.9d
36.1c
40.9bc
45.6ab
51.6 a
52.3a

9.0c
22.4b
26.3ab
26.9ab
27.2ab
29.1a

10.3b
18.4a
19.0a
18.7a
18.9a
20.8a

2.4c
8.6b
11.2ab
12.8a
13.2a
13.8a

3.3c
7.5b
8.2ab
7.9b
7.1b
9.1a

2.2b
4.0a
4.1a
4.2a
4.4a
4.5a

The growth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t the 169th day after planting and the 64th day after first water soluble silicate fertilizer application.
z
NF was not fertilized.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applied at 0, 9, 18, 27 and 36 µl ml-1 respectively.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treated for
a total 2 times, on May 27 and July 7. Nitrogen, P2O2 and K2O were applied at 24, 12 and 12 g m-2 respectively.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Fig. 2. Effect of water soluble silicate application on number of shoots and total stolon length of zoysiagrass in the Wagner pot. NF
was not fertilized.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applied at 0, 9, 18, 27 and 36 µl ml-1 respectively. Nitrogen, P2O2 and K2O were
applied at 24, 12 and 12 g m-2 respectively. The growth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t the 64th day after first water soluble silicate
application. Data are the mean ± 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2. Effect of water soluble silicate application on shoot and root length, fresh and dry weight of zoysiagrass in the field
experiment.
Treatmentz
(µl ml-1)
SiO2 0
SiO2 9
SiO2 18
SiO2 36

Shoot length
(cm)
y

10.1a
10.6a
10.1a
10.7a

Fresh weight (g m-2)

Dry weight (g m-2)

Root length
(cm)

Shoot

Stolon

Root

Shoot

Stolon

Root

6.8b
7.3ab
7.5ab
7.8a

952.2c
998.6bc
1084.5b
1220.2a

776.8c
936.6b
942.2b
1040.9a

354.9b
548.2a
608.6a
596.4a

213.6c
249.8b
271.9b
304.4a

281.6b
337.7a
346.1a
367.4a

100.9b
121.9a
129.1a
126.7a

The growth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t the 102nd day after first water soluble silicate fertilizer application.
z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applied at 0, 9, 18 and 36 µl ml-1 respectively.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treated for a total 2 times, on May
24 and June 26. Nitrogen, P2O2 and K2O were applied using compound fertilizer (N : P : K = 21:17:17).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서 규산 무처리구에 비해 규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근장, 지
상부, 포복경과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Table 2). 초장은 규산 무처리구와 처리구간의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근장은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가 7.8 cm로 가장 길었으나 규산 함량 9와 18 µl ml-1

처리구는 각각 7.3과 7.5 cm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지상부의 생체중은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가
1220.2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규산 함량 18 µl
ml-1 처리구가 1084.5 g으로 높았다. 지상부의 건물중은 규
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가 304.4 g으로 가장 높았으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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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water soluble silicate application on the number of shoots and total stolon length of zoysiagrass in the field
experiment.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applied at 0, 9, 18 and 36 µl ml-1 respectively.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treated
for a total 2 times, on May 24 and June 26. Nitrogen, P2O2 and K2O were applied using compound fertilizer (N : P : K = 21:17:17).
The growth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t the 102nd day after first water soluble silicate fertilizer application. Data are the
mean ± S.D. of four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산 함량 9과 18 µl ml-1 처리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포복경의 생체중은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가
1040.9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규산 함량 9과 18 µl ml-1
처리구에서는 각각 936.6과 942.2 g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포복경의 건물중은 규산 함량 9, 18과 36 µl ml-1 처
리구에서 각각 337.7, 346.1과 367.4 g으로 유의차가 나타나
지 않았다.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수용성 규산 무처
리구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처리구간의 유의
차는 나타내지 않았다. 지상부 개체수는 수용성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에서 m2당 17994.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규산 함량 18 µl ml-1 처리구가 m2당 16311.1개로 나
타났다(Fig. 3). 포복경 길이는 규산 함량 18과 36 µl ml-1
처리구에서 각각 m2당 322.9와 337.8 m로 처리구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잔디 재배지 포장시험에서도 와그너포
트 시험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규산 처리에 따른 한국잔디
의 생육량이 증가하였고,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가 다
소 생육량 많았으나 규산 함량 18 µl ml-1 처리구와 차이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용성 규산염 처
리가 잔디생육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한국잔디의 생육량과 소비자의 경제성을 고려하였을 때
18 µl ml-1가 적합한 규산 함량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크리핑 벤트그래스에 규산염을 처리하였
을 때 무처리구보다 규산염 처리구에서 유의성 있게 근장
이 길었으며, 이는 규산염이 잔디 뿌리발육에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Lee et al., 2008). 규소 농도
가 높을수록 생육이 양호하여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예초
물 생산이 증가된다고 하였고(Uriarte et al., 2004), 규소는
seashore paspalum의 신초생육과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보
고하였다(Trenholm et al., 2001). 또한 한지형 잔디의 초장,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규소처리로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Kang et

al., 2007). 규소는 극성을 가지지 않는 단량체인 규산[Si(OH)4]
의 형태로 pH 9 이하에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다(Ma and Takahasi, 2002). 뿌리를 통해 흡수된
규소는 식물의 증산에 따라 식물체의 지상부로 즉시 이동
되고 식물체 잎의 세포에 축적된다(Yosida, 1965). 일반적
으로 뿌리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는 규소의 양은 0.1~10.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Epistein, 1999), 쌍자엽 식물
보다 단자엽 식물에서 더 많이 축적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 and Takahasi, 2002). 단자엽 식물 특히 화본과 식
물에서 규소의 시용은 생육의 발달과 촉진이외에 광합성
의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pistein, 1999;
Ma, 2004).
수용성 규산염 시용에 따른 한국잔디 무기이온 함량 및
토양 특성의 변화
수용성 규산염 시용 후 와그너포트 시험에서 한국잔디의
무기이온 함량을 조사한 결과 3요소와 규산 무처리구(NF)
와 규산 무처리구에 비해 규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식물체
내 조규산 함량이 증가하였고, 규산 함량 36 µl ml-1 처리구
가 116.7 g kg-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식물체내
질소와 인산은 수용성 규산 처리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규산 함량 27 µl ml-1 처리구에서 각각 20.3과
4.2 g kg-1로 높았다. 식물체내 칼륨, 마그네슘과 칼슘 함량
은 수용성 규산 무처리구에 비해 수용성 규산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규소 처리농
도가 높을수록 한지형 잔디의 신초의 규산 함량이 증가한
다는 보고와(Kang et al, 2007) seashore paspalum (Trenholm
et al., 2001), 벼(Chang et al., 2006) 등에서도 규소 시비량
이 많을수록 식물체내 규소 함량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잔디 재배지에서 수용성 규산 시용에
따른 한국잔디의 무기이온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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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organic nutrient content of zoysiagrass by different contents of water soluble silicate in the Wagner pot.
Treatmentz
(µl ml-1)
NF
SiO2 0
SiO2 9
SiO2 18
SiO2 27
SiO2 36

SiO2

N

P2O5

K2O

MgO

Ca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 kg-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7dy
52.1d
72.1c
74.5c
95.5ab
116.7a

4.7d
7.2c
11.8b
15.2ab
20.3a
17.7ab

2.5c
2.4c
3.9b
3.9b
4.2a
3.5b

6.8c
9.6b
11.9ab
13.2a
12.5a
12.5a

1.5b
1.6b
2.3a
2.8a
3.0a
2.7a

2.4c
3.0b
3.5b
4.9ab
6.5a
6.6a

The growth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t the 169th day after planting and the 64th day after first water soluble silicate fertilizer application.
z
NF was not fertilized.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applied at 0, 9, 18, 27 and 36 µl ml-1 respectively. Water soluble silicate (SiO2) was treated for
a total 2 times, on May 27 and July 7. Nitrogen, P2O2 and K2O were applied at 24, 12 and 12 g m-2 respectively.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와그너포트 시험과 잔디 재배지 포장시험 수용성 규산
시용 후 토양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처리구간의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슬래그 규산질비료를 처리하였을 때 토양 pH,
토양 내 유효규산, 치환성 칼슘과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Han et al., 2014;
Joo and Lee, 2011),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규산 시용에 따
른 토양 화학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성 규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효규산 함량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슬
래그 규산질 비료보다 효과가 크지 않으며, 벼의 흡수에 필
요한 유효규산 함량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Joo and Lee, 2011).
본 시험결과를 통해 수용성 규산 시용에 따라 한국잔디
의 생육과 밀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적정 규산 함량은
18 µl ml-1으로 판단되었다. 규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식물체
내 조규산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토양 개량에는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체 내 조규산의 공급원으로서 수
용성 규산을 토양에 직접시비보다는 엽면시비를 통해 토
양 시비량보다 적은 양으로 한국잔디의 생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규산질 비료는 잔디에 있어서 생육과 밀도 향상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대부분 슬래그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
지만 최근에는 수용성 규산염을 원료로 한 규산질 등이 개
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규산염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수용성 규산 시용에 따른 한국
잔디의 생육과 토양화학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수용성 규
산(SiO2) 함량별 처리 후 와그너포트 시험과 잔디 재배지

포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수용성 규산 무처리구에 비해 수
용성 규산 함량이 높을수록 근장, 지상부와 포복경의 생체
중과 건물중, 한국잔디의 밀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
며, 식물체내 조규산 함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토양
화학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용성 규산 함량 18과
36 µl ml-1 처리구간의 유의한 차이가 크지 않아 적정 수용
성 규산 함량은 18 µl ml-1으로 판단되었고, 식물체 내 조규
산의 공급원으로서 수용성 규산을 토양에 직접시비보다는
엽면시비로 한국잔디의 생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주요어: 유효인산, 무기이온, 액비, 수용성 규산염, 한국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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